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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 기록부 

Covid 기록부(My Covid Record) – 개요 

Covid 기록부란? 
Covid 기록부는 자신의 COVID-19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백신 패스(뉴질랜드 국내용)와 해외 
여행 접종 증명서(국외용)를 신청할 수 있는 안전한 웹사이트입니다. 추후에는 COVID-19 검사 
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. 

Covid 기록부 웹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https://mycovidrecord.health.nz/입니다.  

Covid 기록부에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백신 패스를 신청하고자 
하면 0800 222 478 로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. 지원 팀이 백신 패스나 접종 증명서의 발급을 
도와드릴 것입니다. 
 

Covid 기록부가 해외 여행을 위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나요? 
Covid 기록부를 통해 해외 여행 접종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 

Covid 기록부에는 어떻게 접속하나요? 
Covid 기록부 웹사이트에 등록할 때 My Health Account 계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
자신의 보건의료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 

 
 

Covid 기록부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단계별 안내 정보는 제 3 쪽을 참조하십시오. 

https://mycovidrecord.health.nz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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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 기록부에 등재된 정보는 누가 볼 수 있나요? 
오직 본인만이 자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My Health Account 는 높은 수준의 보안 
장치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 
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? 
저희는 개인정보 보호감독실(Office of Privacy Commissioner) 및 정부의 개인정보 수석 
보호관과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를 개발해 가는 과정에 계속 이들의 자문을 
받습니다. 또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(PIA)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을 
반영하고자 필요한 업데이트를 해나갈 것입니다. 

가족의 Covid 기록을 볼 수 있나요? 
현재로서는 복수의 보건의료 계정을 Covid 기록부에 하나로 묶어 연결시킬 수 없으며 
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.  

어린이는 어떻게 Covid 기록부를 이용할 수 있나요? 
12 세 이상의 어린이는 Covid 기록부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때 이메일 주소와 유효한 
신분증 서류(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등)가 필요합니다. 계정을 만드는 것이 
가능하지 않으면 부모나 보호자가 0800 222 478 로 전화해 접종 증명 서류를 신청할 수 
있습니다.  

12 세 미만은 My Health Account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.  

Covid 기록부에 나오는 등재 정보가 이상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? 
자신의 Covid 기록이 이상해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메일 
help@mycovidrecord.min.health.nz 이나 전화 0800 222 478 로 보건부 담당 팀에 
문의하십시오(월~금, 오전 8 시 ~ 오후 5 시). 

Covid 기록부와 관련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 
이 안내 자료를 통해서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이메일 
help@mycovidrecord.min.health.nz 이나 전화 0800 222 478 로 보건부 담당 팀에 
문의하십시오(월~금, 오전 8 시 ~ 오후 5 시). 

  

https://www.health.govt.nz/our-work/diseases-and-conditions/covid-19-novel-coronavirus/covid-19-resources-and-tools/covid-19-your-privacy
mailto:help@mycovidrecord.min.health.nz
mailto:help@mycovidrecord.min.health.n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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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 기록부 웹사이트에 등록하기 
Covid 기록부에 접속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보건의료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My Health 
Account 계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  

아직 My Health Account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https://www.health.govt.nz/our-
work/digital-health/other-digital-health-initiatives/my-health-account 에서 시작 방법을 
알아보십시오.  

1. My Health Account 계정을 만들고 나서 https://mycovidrecord.health.nz/로 이동해 Log In 을 
선택합니다.  

 

 
 

2. My Health Account 의 로그인 정보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이면 이 정보를 입력한 뒤 Log 
in 을 누릅니다. 만일 RealMe 를 사용해 등록한 경우에는 RealMe 버튼을 선택합니다. 

 

https://www.health.govt.nz/our-work/digital-health/other-digital-health-initiatives/my-health-account
https://www.health.govt.nz/our-work/digital-health/other-digital-health-initiatives/my-health-account
https://mycovidrecord.health.nz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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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성공적으로 로그인했다면 Covid 기록부에 접속되었을 것입니다. 여기서 자신의 접종 기록을 
조회하는 한편, 백신 패스나 증명서를 신청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 
 

백신 패스 신청 
1. https://mycovidrecord.health.nz 에서 Covid 기록부에 로그인합니다  
2. Passes and certificates 난에서 Request pass or certificate 를 선택합니다. 

https://mycovidrecord.health.nz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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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Select a pass or certificate 화면이 열립니다. My Vaccine Pass 를 선택한 뒤 Continue 를 

누릅니다. 

 
 

4. 백신 패스를 발송받을 이메일 주소를 Your Details 화면에 입력하고 Request Pass 를 
선택합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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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

 
Return to homepage 를 눌러 Covid 기록부 홈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.  

국제 접종 증명서 신청. 
1. https://mycovidrecord.health.nz 에서 Covid 기록부에 로그인합니다  
2. Passes and certificates 난에서 Request pass or certificate 를 선택합니다. 

https://mycovidrecord.health.nz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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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Select a pass or certificate 화면이 열립니다. International certificate 을 선택한 뒤 

Continue 를 누릅니다. 

 
 

4. 증명서를 발송받을 이메일 주소를 Your Details 화면에 입력하고 Request certificate 를 
선택합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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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. 

 
 

Return to homepage 를 눌러 Covid 기록부 홈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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